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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집필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고, 프로젝트 진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준 린다Linda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빠의 작업에 관심을 보이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도와주었던 나의 자녀,
스티븐Stephen과 매튜Matthew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로저 스튜어트Roger Stewart와 사프나 라스토기Sapna Rastogi, 그리고 이 책을
만드는 데 참여한 모든 분께도 고마움을 표하며, 아주 멋진 팀과 작업할 수 있어서
매우 즐거웠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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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 / 긴 / 이 / 의 / 말

2012년 9월, 《레시피로 배우는 아두이노 쿡북》이 출간된 뒤 아두이노에 대한 관심
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여러 웹 사이트와 블로그를 검색하는 중에 역자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일이 하나 있었다. 역자의 짧은 생각으로 아두이노가 성인 남
성의 전유물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아두이노에 흥미를 느
끼는 중고등학생들이 의외로 많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두이노를 다룰 줄
아는 초등학생도 있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 중 하나는 프로그
래밍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이 쉽다고는 하지만 지금
까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전혀 접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런 부담을
갖기 마련일 것이다. 게다가 아두이노를 활용하기 위해 대학생에게도 버거울 수
있는 C 언어의 고급 기능까지 익힐 필요가 있을까? 실제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보면 C 언어에 대한 중급 수준의 지식만 있으면 아두이노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아
두이노를 다룰 수 있고, 초급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두이노에 관심은 많지만,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담 때문에 쉽사리 접
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스케치로 시작하는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이 책은 일반적인 아두이노 입문
서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아두이노에 접근한다. 하드웨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부분을 제외한다면, 이 책은 초보를 위한 C 언어 입문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옮긴이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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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입문서들은 주로 아두이노 보드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 즉 하드웨어적
인 관점으로 아두이노에 접근하는 반면 이 책은 아두이노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
정된 C 언어를 바탕으로 기초부터 라이브러리 사용까지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능, 즉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아두이노를 설명한다. 따라서
이 책을 공부하면 흥미진진한 하드웨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두이노뿐만 아
니라 중급 수준의 C 언어 프로그래밍 능력까지도 탄탄하게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처음 배울 때 "Hello World"와 같은 간단한 문자
열을 모니터 화면에 표시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런 다음에는 차츰차츰 단계를
높여 가면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 책상 위에 놓인 모니터를 통해 그 결과
를 확인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프로그래밍을 익히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모니터를 통해서만 결과를 확인하다 보니 모니터가 실제 세상과는
다른 또 하나의 세상 같다는 현실과의 괴리감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한계
를 극복하고 실제 사물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 있다. 흔히들 이를
물리적 컴퓨팅이라고 부르는데, 아두이노도 물리적 컴퓨팅의 일원으로서 사람들
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제 곧 여러분도 물리적 컴퓨팅 세계에 그 첫발을 내
딛게 될 것이고, 이 책이 여러분의 여정에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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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책 / 에 / 대 / 하 / 여

아두이노 인터페이스 보드를 사용하면 마이크로컨트롤러 기반
프로젝트를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수행할 수 있다. 아두이노
보드는 작은 전자기기임에도 설치 예술 작품의 조명을 제어하는
작업부터 태양열 시스템의 전력을 관리하는 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저자의 《30 Arduino Projects for the Evil Genius》를 비롯한 많은 책에서 여러 가지
부품을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
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아두이노를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매우 복잡한 코드를 가지고 어렵게 설명하기보다는 간단하면서도 재미있게 아두
이노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아두이노에 사용되는 C 프
로그래밍 언어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아두이노의 프로그래밍 과정을 단계별로 살
펴볼 것이다.

이 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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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란?
아두이노는 USB 포트와 여러 개의 연결 소켓을 가지고 있는 작은 마이크로컨트롤
러 보드로서, USB 포트는 컴퓨터와 연결하는 데 사용되고, 수많은 연결 소켓은 모
터, 릴레이, 빛 감지 센서, 레이저 다이오드, 스피커, 마이크 등과 같은 외부 전자
기기를 연결하는 데 사용된다. 이렇게 연결된 전자기기들은 컴퓨터의 USB 연결이
나 9볼트 배터리 또는 별도의 전원 공급 장치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컴퓨터를 통해 제어하거나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밍한 후 컴퓨터와의 연결을 끊고
독자적으로 작동시킬 수도 있다.
아두이노 보드는 오픈 소스로 설계되었다. 이 말은 곧 누구나 아두이노 호환 보드
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쟁 환경으로 인해 보드의 가격도 낮
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기본 아두이노 보드는 이 보드의 상단에 액세서리 쉴드 보드를 연결하여 그 기능
을 보완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LCD 디스플레이 쉴드와 이더넷 쉴드를 사용하며,
그중에서 이더넷 쉴드는 아두이노를 간단한 웹 서버로 전환하는 데 사용된다.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사용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Windows, Mac 및 Linux 컴퓨터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다.

필요한 준비물
이 책은 입문자를 위한 책이기는 하지만, 아두이노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면서
아두이노를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익히고 싶거나 기본 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
고자 하는 독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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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경험이나 기술적인 배경 지식이 없어도 상관 없으며 이 책의 예제는 납
땜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오직 무엇인가를 만들고 싶
어 하는 열정뿐이다.
이 책의 상당 부분은 다음과 같은 준비물만 있으면 얼마든지 따라 하면서 익힐 수
있다.
• 몇 가닥의 단순한 전선과 점퍼선
• 저렴한 디지털 멀티미터

두 가지 부품 모두 취미용 전자 부품 매장에서 낮은 가격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
다. 물론 아두이노 우노(Arduino Uno) 보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더넷 쉴드와 LCD 쉴드까지도 실습해 보고 싶다면, 온라인 매
장에서 해당 쉴드를 구입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9장과 10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매우 간단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앞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점진적으
로 진행해 나가는 계단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자신이 생각하기에 적당하다
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앞부분을 생략하고 해당 부분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1장: 아두이노 소개 아두이노 하드웨어를 소개하는 이 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아두이

노 보드와 그 기능을 설명한다.
• 2장: 시작하기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한 첫 번째 실습이 이루어진다. 소프트웨어를 설

치하고, 아두이노 보드에 전원을 공급하고, 첫 번째 스케치를 업로드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 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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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C 언어 기초 C 언어의 기초적인 내용을 다룬다. 프로그래밍을 처음으로 접하는 완

전 초보자를 위해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 4장: 함수 이 장에서는 아두이노 스케치에서 함수를 사용하고 작성하는 데 필요한 주

요 개념을 설명한다. 이러한 스케치는 실행 가능한 코드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 5장: 배열과 문자열 간단한 정수 변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데이터 구조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모스부호 예제 프로젝트를 차분히 진행하면서
중요한 개념들을 살펴볼 것이다.
• 6장: 입력과 출력 이 장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두이노 보드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및 아날로그 입출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이 경우 멀티미터가 있으
면 아두이노 보드의 입출력 연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7장: 표준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이 장에서는 아두이노의 표준 라이브러리에 들어 있는

표준 아두이노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 8장: 데이터 저장소 이 장에서는 EEPROM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아두이노의 내장 플래

시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는 스케치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 9장: LCD 디스플레이 이 장에서는 LCD 쉴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간단한 USB 메시

지 보드 예제를 프로그래밍한다.
• 10장: 아두이노 이더넷 프로그래밍 아두이노를 웹 서버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다. HTML과 HTTP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함께 볼 수 있다.
• 11장: C++와 라이브러리 이 장에서는 C++ 프로그래밍 언어와 객체 지향 개념에 대해 간

단히 알아보고, 고유한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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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책의 부속 웹 사이트인 www.arduinobook.com에서 추가 정보를 볼 수 있다. 이
웹 사이트에서는 이 책에서 사용된 모든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정오표와 같은 참
고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이 책에 대하여

17

1

아두이노 소개

아두이노는 전자기기에 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상상력
을 담아 놓은 마이크로컨트롤러 플랫폼이다. 사용하기 쉬울 뿐
만 아니라 오픈 소스로 설계되었기에 전자기기 프로젝트를 수행
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두이노 보드에 있는 핀을 통해 전자기기를 연결하여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명을 켜고 끄거나, 모터를 돌리거나 중지시키
고, 빛과 온도 등을 감지할 수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아두이노를 물리적 컴퓨팅이
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아두이노는 USB 연결을 통해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
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전자기기를 제어하는 인터페이스 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
아두이노를 소개하는 이 장에서는 아두이노의 역사와 배경 그리고 아두이노 보드
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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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컨트롤러
아두이노의 핵심은 마이크로컨트롤러다. 그리고 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은 모두 보드에 전원을 공급하거나 데스크톱 컴퓨터와 통신하는 데 사용되
는 것들이다.
마이크로컨트롤러는 하나의 칩으로 구현된 작은 컴퓨터로 초창기 가정용 컴퓨터
보다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 개의 프로세서, 데이터 저
장을 위한 1~2KB의 RAM, 프로그램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수 KB의 EEPROM
또는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여러 개의 입출력 핀을 가지고 있다. 입출력(I/O) 핀은
마이크로컨트롤러와 다른 전자기기를 연결하는 데 사용된다.
입력 핀을 통해서는 디지털 입력(스위치의 점등 여부)과 아날로그 입력(핀에서 감지되
는 전압의 양)을 판독할 수 있다. 따라서 빛, 온도, 소리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감지

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센서를 편리하게 연결할 수 있다.
출력 핀 또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모두 지원된다. 따라서 출력 핀을 0볼트나 5볼
트로 설정하여 off 또는 on 상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
면, 출력 핀을 통해 LED를 직접 켜고 끄거나 모터처럼 좀 더 높은 전력을 사용하
는 장치를 제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아날로그 출력 전압도 제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켜고 끄는 기능을 넘어서서 핀의 출력을 특정 전압으로 설정하여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거나 조명의 밝기를 제어할 수 있다.
아두이노 보드의 가운데 소켓에 장착되어 있는 28핀 칩이 바로 마이크로컨트롤러
다. 이 칩에는 메모리 프로세서와 입출력 핀을 위한 모든 것이 들어 있다. 이 마이
크로컨트롤러의 주 제조회사는 아트멜Atmel이며, 다른 제조업체들도 다양한 제품군
으로 이루어진 수십 가지의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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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우리와 같은 전자기기 애호가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거대한 시장에서 전자기기 애호가들이 차지
하는 비율은 일부에 불과하다. 이러한 장치들이 실제로 사용되는 분야는 자동차,
세탁기, DVD 플레이어, 장난감, 공기청정기와 같은 소비자 제품이 주를 이룬다.
아두이노의 멋진 장점이라고 한다면 표준화된 마이크로컨트롤러를 통해 매우 다
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마이크로컨트롤러의 장단점을 꼼꼼
히 따져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보드
앞에서 말한 대로 마이크로컨트롤러는 하나의 칩이다. 이 칩은 그 자체만으로 동
작하지는 않는다. 정확한 전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부품과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프로그래밍을 위해 컴퓨터와의 통신 기능을 제공하는 부품과 같은 여
러 가지 지원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개발 보드다. 아두이노 보드는 독립적인 오
픈 소스 하드웨어 설계가 적용된 마이크로컨트롤러 개발 보드다. 이 말이 의미하
는 바는 PCBPrinted Circuit Board(인쇄 기판) 설계 파일과 스키마 다이어그램이 완전히 공
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설계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고유한 아두이노
보드를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두이노 보드에 사용되는 ATmega328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제작한 아트멜을 비
롯한 모든 마이크로컨트롤러 제조업체에서는 자사의 고유한 개발 보드와 프로그
래밍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비록 이들 제품이 상당히 저렴하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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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제품은 취미로 즐기는 사람보다는 전문가 수준의 전자 엔지니어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보드와 소프트웨어는 거의 대부분 사용 방법이 어렵기 때
문에 그럴듯한 결과물을 얻으려면 상당한 수준의 학습이 필요하다.

아두이노 보드 살펴보기
그림 1-1에서 아두이노 보드를 볼 수 있다. 이제 이 보드에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
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리셋 스위치 USB 인터페이스 칩

5V 전압
레귤레이터

전원 커넥터
그림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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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컨트롤러

아날로그
입력

| 아두이노 우노(Arduino Uno) R3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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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커넥터

전원 공급
그림 1-1을 보면 USB 커넥터 바로 아래에 5볼트 전압 레귤레이터Regulator가 있다. 이
부품은 전원 소켓에서 공급되는 7볼트에서 12볼트 사이의 전압을 안정적인 5볼트
전압으로 만들어준다.
이 5볼트 전압 레귤레이터 칩은 표면 장착 부품으로는 상당히 큰 부품으로, 높은
전류에서 안정적인 전압을 제공할 때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
다. 따라서 외부 전자기기를 구동할 때 유용한 부품이다.

전원 연결
다음으로 그림 1-1의 아래쪽에 있는 커넥터들을 살펴보자. 커넥터 옆에는 각 커넥
터에 해당하는 연결 이름이 적혀 있다. 가장 먼저 살펴볼 핀은 Reset 핀이다. 이 핀
은 아두이노 보드에 있는 리셋 스위치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PC를 재부팅할
때와 마찬가지로 Reset 커넥터를 사용하면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재설정되면서 마
이크로컨트롤러의 프로그램이 초기 상태로 되돌아간다. Reset 커넥터를 사용하
여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재설정하려면 이 핀에 순간적으로 0볼트를 연결하여 핀을
low 상태로 설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R3 버전의 아두이노 보드에 새롭게 추가된 두 가지 핀을 살펴보자. Reset 커넥터의 왼쪽을 보면 두 개의 핀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IOREF 커넥터이다.
이 커넥터는 쉴드에서 아두이노의 공급 전압을 감지하는 데 사용된다. 앞으로 미
래에는 AVR을 사용하면서 5볼트로 작동하는 보드뿐만 아니라 아두이노 듀Arduino
Due처럼

3.3볼트로 작동하는 보드와도 호환되는 쉴드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

고 맨 왼쪽에 있는 핀도 R3 버전에서 추가된 핀이다. 이 핀은 향후에 사용하기 위
한 예비용 핀으로서 현재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

1장 _ 아두이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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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부의 나머지 핀들은 레이블에 표시된 대로 3.3V, 5V, GND, 9V 등의 다양한
전압을 제공한다. GND, ground 그리고 접지라는 용어들은 모두 단순히 0볼트를
의미한다. 이 전압은 보드에서 발생하는 다른 모든 전압에 상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전압이다.

아날로그 입력
아날로그 입력Analog In 섹션에는 A0부터 A5까지 6개의 핀이 있다. 이들 핀은 각 핀
에 연결된 전압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며, 이렇게 측정된 값은 최종적으로 스케치
에서 사용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측정 대상이 전류가 아니라 전압이라는 것이
다. 이 핀들에는 매우 큰 내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약한 전류만 이 핀들을 통해 접
지로 흐르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핀의 내부 저항이 크기 때문에 약한 전류만 이 핀
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입력들은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입력이기는 하지만 디지털 입력이나 출력으로
도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 연결
이번에는 그림 1-1의 위쪽에 있는 커넥터들을 오른쪽부터 살펴보자. Digital 0부
터 13까지의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는 이 핀들은 입력이나 출력으로 사용할 수 있
다. 출력으로 사용할 경우 이 핀들은 앞에서 설명한 전원 공급 커넥터처럼 작동하
지만 모두 5볼트로 작동하고 스케치에서 on이나 off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
다. 따라서 이 핀들은 스케치에서 on으로 설정하면 5볼트가 되고, off로 설정하면
0볼트가 된다. 전원 공급 커넥터와 마찬가지로 최대 전류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처음 두 개의 연결(0과 1)에는 수신을 의미하는 RX와 송신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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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TX라는 레이블도 지정되어 있다. 이 두 연결은 통신을 위한 것으로 컴퓨터와
의 USB 연결을 위한 간접적인 수신 및 송신 연결이기도 하다.
이러한 디지털 연결은 5볼트에서 40mA(밀리암페어)를 공급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전류는 전기 모터를 직접 구동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표준 LED를 켜기에는 충
분하다.
디지털 연결부의 맨 왼쪽에 있는 두 개의 핀은 두 가닥의 신호선으로만 연결하여
동작할 수 있는 양방향 직렬 버스 규격인 I2C를 지원하기 위해 R3 버전부터 새롭
게 추가된 것이다. 이들 두 핀은 I2C를 지원하는 다른 쉴드와 통신하는 데 사용되
며, 두 핀 중에서 왼쪽 핀이 SCLSerial Clock Line 신호선이고, 오른쪽 핀이 SDASerial DAta
Line

신호선이다.

마이크로컨트롤러
이번에는 아두이노 보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인 마이크로컨트롤러 칩을 살펴보
자. 검정색 직사각형 모양의 이 칩은 28개의 핀을 가지고 있으며,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DILDual In-Line 소켓에 장착되어 있다. 아두이노 우노Arduino Uno 보드에는 ATmega328이라는 28핀 마이크로컨트롤러 칩이 사용된다. 그림 1-2의 블록 다이어그
램에서 이 장치의 주요 특징을 보여준다.
이 장치의 두뇌는 CPU라고 부르는 중앙 처리 장치이다. 장치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제어하는 CPU는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 명령어를 가
져와서 실행한다. 이 과정 속에는 작업 메모리RAM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변경
한 후 다시 저장하는 작업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디
지털 출력이 0볼트에서 5볼트로 변경되는 등의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장 _ 아두이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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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PROM 메모리는 비휘발성 메모리라는 점에서 플래시 메모리와 비슷하다. 다시
말해서 장치를 껐다가 다시 켤 경우 EEPROM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플래시 메모리의 용도는 스케치에 들어 있는 프로그램 명
령어를 저장하는 것인 반면 EEPROM은 재설정을 하거나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유지하고 싶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된다.

UART(시리얼 데이터 인터페이스)

2KB RAM
(작업 메모리)

32KB 플래시
메모리(스케치)

1KB EEPROM
(비휘발성)

CPU

입력/출력 포트
그림 1 – 2

| ATmega328 블록 다이어그램

기타 부품
마이크로컨트롤러 왼쪽 위를 보면 모서리가 둥근 은색 사각형 부품이 있다. 이 부
품은 크리스탈 오실레이터quartz crystal oscillator로, 1초에 1,600만 번의 클럭을 발생시킨
다. 마이크로컨트롤러는 한 번의 클럭마다 덧셈이나 뺄셈과 같은 수학 연산을 하
나씩 수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맨 위 왼쪽을 보면 리셋 스위치Reset button가 있다. 이 스위치를 누르면 논리
적 펄스가 마이크로컨트롤러의 Reset 핀에 전송되며, 이렇게 논리적 펄스를 수신
한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작업 메모리를 지우고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시작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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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 경우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왜냐하면 전원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비휘발성 플래시 메
모리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컨트롤러의 오른쪽 위를 보면 시리얼 프로그래밍 커넥터가 있다. 이 커넥
터는 USB 포트를 사용하지 않고 아두이노를 프로그래밍할 때 사용된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USB 연결도 있고 USB 연결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도 있기 때문에 시리얼 프로그래밍 커넥터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림 1-1에서 USB 소켓 오른쪽을 보면 USB 인터페이스 칩이 있다. 이 칩은 USB 표
준에 사용되는 신호 레벨을 아두이노 보드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레벨로 변환
해준다.
마지막으로 아두이노 우노 R3 보드의 주요 스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마이크로컨트롤러 ATmega328
• 작동 전압 5V
• 입력 전압(권장) 7-12V
• 입력 전압(허용) 6-20V
• 디지털 I/O 핀 14개, 이 중에서 6개가 PWM 출력 제공
• 아날로그 입력 핀 6개
• I/O 핀의 DC 전류 40mA
• 3.3V 핀의 DC 전류 50mA
• 플래시 메모리 32KB(ATmega328), 이 중에서 0.5KB를 부트로더에서 사용
• SRAM 2KB(ATmega328)
• EEPROM 1KB(ATmega328)
• 클럭 속도 16 MHz

1장 _ 아두이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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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의 기원
원래 아두이노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사용할 도구로 개발되었으나, 2005년에 마시
모 반지Massimo Banzi와 데이비드 콰틸레스David Cuartielles에 의해 상업용으로 개발되었
다. 그 이후 아두이노는 사용이 편리하고 내구성이 높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제작
자, 학생, 예술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성공이 가능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은 아두이노의 모든 설계를
CCLCreative Commons license 표기 하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
많은 저비용의 대체 보드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두이노Arduino라는 이름만
유일하게 보호되었기 때문에 Boarduino, Seeeduino, Freeduino처럼 “*duino” 형태
의 유사한 이름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제조되는 공식 보드는
아직까지도 매우 잘 팔리고 있다. 높은 품질로 깔끔하게 구성된 공식 보드만 판매
하는 대형 소매업체도 상당히 많다.
이러한 아두이노의 성공은 오직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
은 아니다. 아두이노 보드의 상단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수많은 아두이노 호환
쉴드 보드의 역할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쉴드는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응용 분야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납땜을 하는 대신 쉴드를 적층형으로 쌓
아서 원하는 작업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쉴드는 다음과
같다.
• 아두이노 웹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이더넷 쉴드
• 전기 모터를 구동시키는 모터 쉴드
• USB 장치를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USB 호스트 쉴드
• 아두이노 보드의 릴레이를 전환해 주는 릴레이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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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에서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 이더넷 쉴드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1 – 3

| 이더넷 쉴드가 연결된 아두이노 우노

1장 _ 아두이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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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아두이노 제품들
다양한 아두이노 보드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아두이노 우노를 표준 장치로 사용할 것이다. 실제로 이 보드는 아두이노 보드 중
에서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보드이다. 하지만 모든 보드가 동일한 언
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보드가 거의 비슷한 연결을
사용하므로 다른 보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노, 듀에밀라노베 및 데시밀라
아두이노 우노Uno는 가장 유명한 아두이노 보드 시리즈 중 최신 제품이다. 이 시리
즈에는 데시밀라Diecimila(이탈리아어로 10,000)와 듀에밀라노베Duemilanove(이탈리아어로
2009)도 포함된다. 그림 1-4의 보드는 복제본 아두이노 보드이다. 아마도 지금쯤이

면 아두이노가 이탈리아인의 발명품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오래된 보드들은 아두이노 우노와 매우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보드들
은 동일한 커넥터와 USB 소켓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간의 호환성도 높다.
우노와 이전 보드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사용되는 USB 칩이 다르다는 것
이다. 변경된 칩으로 인해 보드 사용법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아두이노 소프트웨
어를 좀 더 쉽게 설치할 수 있고 컴퓨터와 더 빠른 속도로 통신할 수 있다는 장점
을 얻을 수 있다.
우노 보드의 경우에는 3.3볼트에서 더 많은 전류를 공급할 수 있으며 모든 보드에
ATmega328이 장착되어 있다. 이전 보드들에는 ATmega328과 ATmega168 중 하나
가 장착되었다. ATmega328의 메모리 용량이 더 크기는 하지만 큰 용량의 스케치
를 만들지 않는 한 사소한 차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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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4

| 아두이노 듀에밀라노베(Arduino Duemilanove)

메가
그림 1-5에서 볼 수 있는 아두이노 메가Arduino Mega는 고성능을 자랑하는 아두이노
보드이다. 이 보드의 특징은 입출력 포트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포트
들은 현명하게도 보드의 한쪽 끝에 부가 커넥터로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아두이노
우노 보드뿐만 아니라 아두이노를 위한 모든 쉴드와도 핀 호환성을 그대로 유지
할 수 있다.
이 보드에는 입출력 핀이 더 많은 프로세서인 ATmega1280 칩이 사용된다. 이 칩
은 보드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표면 장착 칩이다. 따라서 우노 계열의 보드
와는 달리 실수로 프로세서가 손상되었을 경우 프로세서를 교체할 수 없다.
부가 커넥터들은 보드의 끝에 배열되어 있다. 메가 보드의 부가 기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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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개의 입/출력 핀
• 스케치 및 고정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128KB의 플래시 메모리(우노의 경우 32KB)
• 8KB의 RAM과 4KB의 EEPROM

그림 1 – 5

| 아두이노 메가(Arduino Mega) 보드

나노
그림 1-6의 아두이노 나노Arduino Nano 보드는 솔더리스(무납땜) 브레드보드와 함께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장치이다. 핀을 맞춰서 브레드보드에 꽂기만 하면 하나의
칩처럼 사용할 수 있다.
나노 보드의 단점은 우노 보드에 비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우노 규격의 쉴드를 사
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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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6

| 아두이노 나노(Arduino Nano)

블루투스
그림 1-7의 아두이노 블루투스Arduino Bluetooth는 USB 커넥터 대신 블루투스 하드웨
어가 포함되어 있는 흥미로운 장치이다. 이 보드를 사용하면 장치를 무선으로도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아두이노 블루투스 보드는 값이 싸지는 않지만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 써드파티
블루투스 모듈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에 비하면 비용이 적게 든다.

릴리패드
그림 1-8의 릴리패드Lilypad는 옷에 부착할 수 있는 작고 얇은 아두이노 보드이기 때
문에 착용 컴퓨팅wearable computing과 같은 응용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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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패드 보드에는 USB 연결이 없으므로 별도의 어댑터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해야 한다. 이 보드는 아주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그림 1 – 7

| 아두이노 블루투스(Arduino Bluetooth)

그림 1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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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두이노 릴리패드(Arduino Lily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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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식’ 보드
앞에서 살펴본 아두이노 보드들은 가장 유용하고 잘 알려져 있는 보드들이다. 하
지만 아두이노 보드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므로 최신 제품을 비롯
한 모든 아두이노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공식 아두이노 웹 사이트에 게시
된 목록(www.arduino.cc/en/Main/Hardware)을 살펴보기 바란다.

두 종류의 아두이노 호환 보드
비공식 보드는 두 종류로 나뉜다. 일부는 아두이노의 표준 오픈 소스 하드웨어 설
계에 따라 저렴하게 제작된 보드들인데, 그 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보드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 Roboduino
• Freeduino
• Seeeduino(e가 3개이다.)

흥미롭게도 일부 보드 중에는 아두이노의 기능을 확장 또는 개선하기 위한 목적
으로 아두이노 호환 설계를 채택하고 있는 보드들도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
의 보드들은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흥미롭고 유명
한 보드들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Chipkit: PIC 프로세서 기반의 고속 보드이지만 아두이노와의 호환성이 좋음
• Femtoduino: 매우 작은 아두이노
• Ruggeduino: I/O 보호 기능이 내장된 아두이노 보드
• Teensy: 나노 계열의 저렴한 장치

1장 _ 아두이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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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금까지 아두이노 하드웨어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으므로 다음 장에서는 아두이
노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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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작하기

지금까지 아두이노와 프로그래밍하게 될 대상에 대해 간단히 살
펴보았으므로 이제 컴퓨터에서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간단한 코드 작업도 시작해 보자.

전력 공급하기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아두이노 보드에는 대개 작은 LED 등을 점멸시킬 수 있
는 간단한 Blink 프로그램이 샘플로 미리 설치되어 있다.
L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LED는 보드에 있는 디지털 입출력 소켓 중 하나인 디지털
핀 13에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핀 13은 입력용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출력용으
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LED는 작은 양의 전류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커넥터
에 다른 부품들도 연결할 수 있다.
아두이노는 약간의 전력만 공급해 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가장 손쉽게 전력을
공급하는 방법은 아두이노를 컴퓨터의 USB 포트에 연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USB
연결을 위해서는 타입 A – 타입 B 유형의 USB 연결선이 필요하다. 이 유형의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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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선은 일반적으로 컴퓨터와 프린터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연결선과 같다.
USB 연결을 통해 아두이노 보드와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연결되면 LED가 깜박이
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새 아두이노 보드에는 이 Blink 스케치가 이미 설치되어 있
으므로 보드의 작동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운영체제에
서 아두이노 보드의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만 가끔씩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Windows 7 이
상의 Windows 운영체제에서는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러한 경우에는 드라이버를 직접 설치해 주어야 한다.

Windows 7에서 우노 보드 드라이버 설치하기
여기에서는 Windows 7에서 아두이노 우노 보드의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방법을 살
펴보기로 하자. 처음으로 USB 연결선을 사용하여 컴퓨터와 아두이노 보드를 연결
하면 아두이노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장치 드라이버 소프트
웨어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메시지 창이 표시된다. 이제 드라이버를
설치하기 위해 이 창을 닫고 장치 관리자로 들어가 보자. 장치 관리자로 들어가려
면 ‘제어판’을 열고 ‘시스템 및 보안’을 선택한다. 다음 화면에서 시스템 항목 아래에
있는 ‘장치 관리자’를 선택하여 장치 관리자 창을 표시한다. 장치 관리자 창에서 알
수 없는 장치가 보이면 해당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드라이버 소
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선택한다. 그런 다음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창에서
‘컴퓨터에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찾아보기’ 항목을 선택한 후 ‘찾아보기’ 단추를
클릭한다. 폴더 찾아보기 창이 열리면 앞에서 설치했던 아두이노 프로그램이 있는
폴더 아래의 drivers 폴더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이후 화면에서 ‘다음’을 클
릭하여 게시자 확인 창이 열리면 ‘이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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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다. 그러면 드라이버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후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업데
이트했습니다.’라는 메시지 창이 표시된다. 이 창에서 ‘닫기’를 클릭하면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설치가 완료된다.
마지막으로 드라이버가 성공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치 관리자 창
을 열고 포트(COM & LPT) 항목을 선택하면 Arduino UNO R3(COM n) 항목이
표시될 것이다. 여기서 n은 아두이노에 사용되는 포트의 번호로, 나중에 아두이
노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하게 되므로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소프트웨어 설치하기
USB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여 아두이노 보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 후
에는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그림 2-1 참조).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먼저 아두이노 소프트
웨어 다운로드 페이지(http://arduino.cc/en/Main/Software)에서 사용 중인 운영체제에
해당하는 최신 버전의 아두이노 IDE를 다운로드받은 다음 원하는 위치에 다운로
드받은 파일의 압축을 풀면 소프트웨어 설치가 완료된다. 이 소프트웨어를 Windows, Linux 및 Mac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두이노 웹
사이트(www.arduino.cc)를 참조하기 바란다.
사용 중인 플랫폼에 따라 아두이노 소프트웨어와 USB 드라이버를 성공적으로 설
치했다면 이제 아두이노 보드에 프로그램을 업로드할 준비가 완료된 셈이다.

2장 _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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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스케치 업로드하기
일반적으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Hello World”라는 프로그램을 가장 먼
저 접하게 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아두이노에서는 LED 점멸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된다. 이제 이 프로그램을 아두이노 보드에 설치해서 환경을 테스트
한 후 프로그램을 수정해 보자.

그림 2 – 1

| 아두이노 애플리케이션

컴퓨터에서 아두이노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면 그림 2-1과 같이 애플리케이션이
열리면서 비어있는 스케치가 표시된다. 다행스럽게도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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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예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파일 메뉴부터 시작하여 그림 2-2와 같
은 방법으로 Blink 예제를 열어보자.

그림 2 – 2

| Blink 스케치

이제 Blink 스케치를 아두이노 보드에 전송 또는 업로드해야 한다. 이를 위해 USB
연결선을 사용하여 아두이노 보드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그러면 아두이노 보드에
있는 녹색 “ON” LED가 켜진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두이노 보드에는 Blink 스케
치가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보드에 있는 주황색 LED도 깜박이고 있
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Blink 스케치를 다시 한 번 설치하고 수정하는 작업까지
진행해 보자.

2장 _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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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을 사용하고 있다면 보드를 연결할 때 “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감지되었습
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그냥 취소를 클릭하면 된다. 그러
면 아두이노 보드가 USB 모뎀으로 인식된다.
스케치를 업로드하려면 먼저 아두이노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 중인 보드의 유형
과 연결되어 있는 시리얼 포트를 지정해 주어야 한다. 그림 2-3과 2-4에서 도구 메
뉴부터 시작하여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볼 수 있다.

그림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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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드 유형 선택하기

그림 2 – 4

| 시리얼 포트 선택하기(Windows)

Windows 시스템에서는 번호가 매겨진 COM 항목이 나열된다. 이때 나열된 항목
이 하나뿐이면 해당 항목을 선택한다. 그러나 항목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아마도
마지막 항목이 아두이노 보드에 해당하는 포트일 것이므로 마지막 항목을 선택한
다. Mac 및 Linux 시스템에서는 그림 2-5와 같이 시리얼 장치 목록이 훨씬 더 길게
표시된다. 일반적으로 목록의 맨 위에 있는 항목이 아두이노 보드에 해당하며 /
dev/tty.usbmodem621 형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2장 _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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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5

| 시리얼 포트 선택하기(Mac)

이제 도구 모음에 있는 업로드 아이콘을 클릭하자. 업로드가 완료되면 그림 2-6과
같은 화면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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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6

| 스케치 업로드하기

업로드 단추를 누른 후에는 스케치가 컴파일되어 아두이노 보드로 전송되는 동안
약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업로드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주황색 LED가 1
초 간격으로 점멸을 반복하게 되며, 아두이노 애플리케이션 창 아래쪽에는 “업로
드 완료”라는 메시지와 함께 “바이너리 스케치 사이즈: 1,084바이트 (최대 32,256바
이트)”라는 추가 메시지도 표시된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보드에서 자동으로 스케치가 실행되면서 LED가 깜박이기 시
작한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리얼 포트 설정과 보드 유형 설정을
확인해야 한다.
2장 _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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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LED가 좀 더 빠르게 점멸되도록 스케치를 수정해 보자. 이를 위해 스
케치에서 지연 시간을 1,000밀리초로 지정해 놓은 두 부분을 500밀리초로 수정하
자. 그림 2-7에서 변경된 부분을 강조 표시해 놓은 수정된 스케치를 볼 수 있다.

그림 2 – 7

| Blink 스케치 수정하기

업로드 단추를 다시 클릭하자. 이제 스케치 업로드가 완료되면 LED가 아까보다 2
배 더 빠른 속도로 깜박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축하한다. 이제 드디어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시작할 준비가 완료되었다. 그 전
에 먼저 아두이노 애플리케이션부터 간단하게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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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애플리케이션
아두이노의 스케치는 텍스트 편집기로 작성한 문서와 같다. 따라서 열어서 볼 수
도 있고 전체 또는 일부 내용을 복사할 수도 있다. 파일 메뉴를 선택하면 열기, 저
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등의 다양한 옵션을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열기 옵션은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두이노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스케치북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모든 스케치를 폴더 단위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스케치북은 파
일 메뉴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아두이노를 처음 설치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스
케치를 작성하기 전까지 스케치북이 비어 있다.
앞에서 잠깐 보았듯이 아두이노 애플리케이션에는 매우 유용한 예제 스케치가 많
이 들어 있다. Blink 예제 스케치를 수정한 후 저장하려고 하면 “파일이 읽기 전용
으로 표시됩니다. 다른 장소에 스케치를 다시 저장을 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는 대화 상자가 표시된다.
이제 스케치를 다른 장소에 저장하기 위해 확인 단추를 클릭하자. 그림 2-8과 같
이 기본 위치는 그대로 두고 파일 이름만 MyBlink로 변경하고서 파일을 저장하자.

그림 2 – 8

| Blink 스케치의 사본 저장하기

2장 _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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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파일 메뉴에서 스케치북을 클릭하면 MyBlink 항목이 표시된다. 이 스
케치는 Windows의 경우에는 내 문서\Arduino\MyBlink 폴더에 있으며, Mac이나
Linux의 경우에는 Documents/Arduino/MyBlink 폴더에 있다.
이 책에서 사용되는 모든 스케치는 www.arduinobook.com에서 zip 파일(Programming_Arduino.zip)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렇게 다운로드한 파일을 앞에서 살펴

본 사용자의 Arduino 폴더에 넣고 압축을 풀면 Arduino 폴더에 최종적으로 세 개
의 폴더가 존재하게 된다. 하나는 아두이노 애플리케이션을 처음 실행할 때 생성
되는 libraries 폴더이고, 두 번째는 새로 저장했던 MyBlink 폴더이며, 마지막 하
나는 조금 전 압축을 풀었던 Programming Arduino 폴더이다(그림 2-9 참조). Programming Arduino 폴더에 있는 모든 스케치에는 장별로 번호가 지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sketch_03_01은 3장의 첫 번째 스케치이다.

그림 2 – 9

48

스케치로 시작하는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 이 책의 스케치 설치하기

Programming Arduino 폴더에 있는 스케치들은 아두이노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했
다가 다시 시작해야만 스케치북 메뉴에 표시된다. 그러므로 이제 아두이노 애플리
케이션을 다시 시작해 보자. 그런 다음 스케치북 메뉴를 확인해 보면, 그림 2-10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 10

| 이 책의 스케치가 스케치북에 설치된 모습

2장 _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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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제 필요한 환경 설정이 모두 완료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아두이노에서 사용되는 C 언어의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살펴보고
간단한 코드를 작성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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